
<협찬 제안서> 

 

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제 42대 학생회 

 

제  목: 2022년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‘총MT’ 협찬 요청 

발  신: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42대 학생회 ‘슈타임’ 

1. 수  신: 옵티마케어 

 

 

옵티마케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

< 사업 개요 > 

안녕하십니까?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42대 학생회 ‘슈타임’입니다.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

따라 저희 학생회는 약 3년만에 약학과 전 학년이 참여하는 행사인 ‘총MT’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

(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‘총MT’ 행사에 귀사의 협찬을 요청 

드리고자 합니다. 

‘총MT’ 행사는 9/30-10/1에 진행될 예정이며, 저희 학생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컨

셉으로 재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추억을 선사하고 선후배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. 

전 학년이 참여하는 2학기의 첫 행사인 ‘총MT’에 ‘옵티마케어’의 ‘헤파골드숙취세트’와 함께한다면, 

그 즐거움은 더욱 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세부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더 참조해 주시기 바

랍니다.   



< 세부 사업 소개> 

 

1. 행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

■ 행 사 명 :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‘총MT’ 

■ 일    시 : 2022년 9월 30일 – 10월 1일 예정 

■ 장    소 : 가평 (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) 

■ 예상 인원: 재학생 약 150여명 

 

2. 협찬 시 물품활용 계획 

■ 협찬물품을 ‘총MT’ 행사의 참가상품으로 배부 

■ 행사 진행 시 배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, 추후 학교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하여 홍보 

 

위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귀사의 협찬을 희망합니다. 

※협찬 희망 품목 및 수량 

 

 

*주소 :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제3과학관 411호(표본실) 

  

품목 헤파골드숙취세트 

수량 150명분 



< 홍보계획 및 효과 > 

 

■ 귀사의 후원을 받게 될 경우 진행될 홍보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. 

① 행사 홍보물 및 참가신청서 등에 상품 사진 포함하여 제작 

② 행사 참여인원들의 실사용 인증사진을 촬영 후 홍보물과 함께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SNS 

계정(인스타그램)에 게시 

③ 삼육대학교 약학대학과 연합을 이루는 동부지부 약학대학(6개 약대) 및 전국약대생연합

회(37개 약대 및 7000여명 약대생)에 협찬사실 공유 

 

■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‘총MT’에 귀사의 물품을 후원함으로써 ‘옵티마케어’가 얻을 효과는 

다음과 같습니다. 

① 약대생이 마시는 효과 좋은 숙취해소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며, 약학대학 선후배 간의 직

접적인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는 ‘총MT’를 함께하는 제품은 다른 후원보다 더 큰 홍보효

과와 인지도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.  

②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SNS 계정 및 재학생들의 SNS 계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

는 홍보효과가 있습니다.  

① 동부지부 약학대학 및 전국약대생연합회에서 본 행사를 벤치마킹하는 학교가 생김으로써 

귀사의 제품이 7000여명 약대생들에게 노출되어 친숙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. 

 

* 옵티마케어의 홍보자료를 보내주시면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. 위 행사 및 협찬희망 

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

 

 

 

 

<문의 및 연락처> 

학 생 회 장  서현석 010-5140-9373 

대외협력국장 박진아 010-2050-5058 


